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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질병 예방행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으로 보고,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HPV 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국 5개 지역 4년
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40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주었던 전공계열, HPV 관련 지식, 
HPV 예방접종 경험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에도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감염예방행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대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여대생의 HPV 감염예방행위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 개발을 위해 개인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HPV 예방행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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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HPV related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HPV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considered to be the main impact in determining disease 
prevention behavior.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college. 
It was collected 405 data analyzed with SPSS 25.0 Statistics Program. In order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ubject's HPV related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on HPV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HPV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were 
introduced as a control variable,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sonal 
health belief and self-efficacy need to be improved to develop interventions that can increase HPV 
Infecti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to improve HPV preven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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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유방암에 이어 두 번째로 

호발하는 여성암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가 암 등록사업 
자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기
는 하나 2017년 기준 총 3,469건의 자궁경부암이 발생
되었으며[1], 특히 15세～34세 연령층 중에서 자궁경
부암 발병률이 3위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되는 질환이다[2].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이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3] HPV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현재까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데 있어 HPV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라 
보고되고 있다[4].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이미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세계 많은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백
신접종을 국가 필수백신접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5], 
세계적으로 11～12세를 기본 접종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9세부터 접종가능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13～26세를 따라잡기 접종(Catchup 
vaccination) 연령으로 권장하고 있다[6].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
종사업을 통해 만 12세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HPV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또
한 만 12세까지 HPV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25
세～26세까지의 여성들에게 HPV 백신접종을 권유하
고 있다[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HPV 감염위험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8], 이는 주로 대학생 연령이 
해당되는데 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전념하는 청소년기
와 다르게 그동안의 억압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
험하게 되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성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9]. HPV 감염이 대부
분 성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HPV 감염 위험이 높
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HPV 감염 예방 관련 요인을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HPV 감염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HPV 관련 검사나 HPV 예방접종 행위
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염예방행위의도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10][11] 선행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HPV 감염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HPV 관련 지식[12]이나 자궁경부암 관련 
지식 등이[9] 감염예방행위의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이나 HPV 관련 지식
에 의한 감염예방행위의도의 효과는 비교적 단기적이
며[13], 지식을 통한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지속성에 한
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인간 행동의 실행과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건강신념모델과 자기효능감 적용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건강신념이란 질병통제 행위를 위해 인간이 가지는 
신념을 의미하며[14], 이는 예방접종과 같은 질병 예방 
행위를 촉진시키고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있다[15]. 또한, 자기 효능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가 관리 실천성이 
높아진다 하였으며[16], 예방접종행위 변화단계 중 고
려단계에서 행동결정단계로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하였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개인
의 질병 예방행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으로 보고,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HPV 예
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일부인 HPV 백신접
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9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국 5

개 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 시 대상자 보호를 위해 
국립안동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승인 번호: 1040191- 
201911-HR-012-01)을 받은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
여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인터넷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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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카페 게시판에 연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작
성된 게시글을 공지하였으며, 구글 설문지 링크를 통해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연구설명서에는 대상
자가 설문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연구데이터의 익명성과 개
인정보 비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메일 
주소 비교를 통해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상
자 수 산정을 위해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프로그
램인 G*Power 3.1.9를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95% 검정력 수준에서 유의수준 .001, 효과크기인 
0.1, 예측변수 11개를 지정하였을 때 최소 335명이 요
구되었다. 최소 연구대상자 수에 탈락률 20%를 고려하
였으며, 이 경우 연구 대상자는 402명이 되므로, 약 
41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문작성
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총 408부의 설문
지가 수거되어 일부 응답이 누락된 3부를 제외한 405
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2.1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본 연구에서 건강신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최경

아[18] 등이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f Model)에 근
거하여 개발한 도구를 이은주와 박정숙이[18] 수정․보
완하여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HPV 예방접종 관
련 건강신념 도구는 총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4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
수가 높을수록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은주와 박정숙[19]의 연구에서 Cronbach 
α=.62～.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α=.70이
었다.

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Chen, 
Gully와 Eden[20]이 새롭게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
(New General Self Efficacy, NGSE)를 오인수[21]가 
번안하여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었고 오인수[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
5～.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0이
었다.

2.3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예방행위 의도
대상자의 HPV 감염 예방행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정효와 박미경[9]이 개발한 감염예방행위의도 측정도
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 및 여성건강간호
학 교수 2인, 부인과 임상간호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
가 회의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여대
생들에게 다소 민감하다 여겨지는 문항의 경우 응답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HPV 감염 예방 행위 의
도를 파악할 수 있는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염 예방 행위 의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는 HPV 예
방접종 의도가 있는지, 부정출혈 시 병원을 방문할 의
도가 있는지, 질염 등 발생 시 즉시 치료받을 의도가 있
는 지를 묻는 것으로 도구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그렇다’ 2점, ‘매우 그렇다’ 3점으로 구성된 3
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HPV 
감염 예방행위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66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Statistics Progra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학년, 전공, 주거형태,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HPV 
관련 지식, HPV 예방접종, 성 경험, 성병 치료경험으로 
나누어 빈도분석 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변수 간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
석은 Duncan’s test로 분석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
며,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
는 영향은 일반적 특성을 더미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여대생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677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관
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관련 건
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공계열, 주관적 경제상태, HPV 관련 지식, 
HPV 예방접종 여부, 성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났다. 전공계열의 경우 자연ㆍ보건계열 학생이 인문ㆍ
사회계열 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의도 점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t=-2.985, p=.003).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다고 응
답한 경우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낮고
(t=-2.304, p=.022), 자기효능감은 높게(t=2.032, 
p=.043) 나타났으며, HPV 관련 지식에 대해 HPV 관
련 정보를 습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HPV 예방
접종 관련 건강신념(t=5.467, p<.001)과 감염예방행위
의도(t=4.410, p<.001)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HPV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예방행위의도(t=3.726, 
p<.001)가 높았고 성 경험이 있는 경우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t=3.115, p=.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
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 정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 정도를 살펴본 결과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평균 27.07±3.996점이었으며, 최소
값 10점에서 최대값 37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하위항목의 평균은 지각된 민
감성 3.84±1.277점, 지각된 심각성 5.81±1.373점, 
지각된 유익성 6.06±1.242점, 지각된 장애성 
11.36±2.222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평균 28.94±5.377점, 최소값 15
점, 최대값 40점이었으며, 감염예방행위의도는 평균 
7.08±1.413점, 최소값 3점, 최대값 9점으로 나타났다
[표 2].

표 2.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
염예방행위의도 정도                      (n=405)

구분 평균±표준편차 최소 최대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27.07±3.996 10 37
    지각된 민감성 3.84±1.277 2 7
    지각된 심각성 5.81±1.373 2 8
    지각된 유익성 6.06±1.242 2 8
    지각된 장애성 11.36±2.222 4 16

자기효능감 28.94±5.377 15 40
감염예방행위의도 7.08±1.413 3 9

구분 n(%)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
평균±표준편차 t/F(p) 평균±표준편차 t/F(p) 평균±표준편차 t/F(p)

연령 >25 103(25.4) 26.5±3.73 -1.519
(.129)

29.3±5.44 0.856
(.392)

3.9±1.36 -0.960
(.338)26< 302(74.6) 27.2±4.07 28.8±5.35 7.1±1.42

학년

1 125(30.9) 26.3±4.07
2.319
(.075)

29.1±5.54
1.910
(.127)

6.9±1.44
1.049
(.371)

2 97(24.0) 26.9±3.52 28.5±4.83 6.9±1.37
3 153(37.8) 27.6±4.09 28.5±5.36 7.2±1.42
4 30(7.4) 27.2±4.32 30.9±6.12 7.2±1.35

전공 인문ㆍ사회계열 111(27.4) 26.5±3.83 -1.302
(194)

28.8±5.45 -0.293
(.770)

6.7±1.43 -2.985
(.003)자연ㆍ보건계열 294(72.6) 27.2±4.05 28.9±5.35 7.2±1.38

주거형태 자취 또는 기숙사 263(64.9) 27.2±3.71 0.881
(.379)

29.0±5.43 0.450
(.653)

7.1±1.41 0.579
(.563)통학 142(35.1) 26.8±4.47 28.7±5.28 7.0±1.41

주관적 경제상태 좋다 283(69.9) 26.7±4.09 -2.304
(.022)

29.2±5.34 2.032
(.043)

7.0±1.43 -0.587
(.558)나쁘다 122(30.1) 27.7±3.67 28.1±5.37 7.1±1.36

주관적 HPV 관련 
지식

예 323(79.8) 27.6±3.81 5.467
(<.001)

29.1±5.31 1.449
(.148)

7.2±1.37 4.410
(<.001)아니오 82(20.2) 24.9±4.02 28.1±5.59 6.7±1.39

HPV
예방접종

예 89(22.0) 2637±3.89 -0.755
(.451)

29.3±5.17 0.725
(.469)

7.5±1.27 3.726
(<.001)아니오 316(78.0) 27.1±4.02 28.8±5.43 6.9±1.42

성 경험 예 159(39.3) 27.8±4.17 3.115
(.002)

29.2±5.41 0.867
(.387)

7.2±1.43 1.430
(.154)아니오 246(60.7) 26.8±3.80 28.7±5.35 7.0±1.39

성병 치료경험 예 7(1.7) 26.4±6.37 -0.270
(.669)

30.7±4.11 0.881
(.397)

7.1±1.34 0.125
(.901)아니오 398(98.3) 27.0±3.95 28.9±5.39 7.0±1.4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 차이              (n=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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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
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감염예방행위의도와 정적 
상관관계(r=.143, p=.004)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하위항
목 중 지각된 민감성(r=-.117, p=.018)과 부적 상관관
계가 있었으며, 지각된 심각성(r=.110, p=.027)과 지각
된 유익성(r=.135, p=.006)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감염예방행위의도의 경우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
신념(r=.143, p=.004)과 자기효능감(r=190,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
념 하위항목 중 지각된 심각성(r=.229, p<.001), 지각

된 유익성(r=.364,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 지각된 
장애성(r=-.127, p=.01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통합점수와 자기
효능감(r=.023, p=.64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
효능감이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능
감이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먼저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였으며, 공차한계
(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
인한 결과 공차한계 0.717-0.960, VIF 1.042-1.536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10을 넘는 경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구분 모델 1 모델 2
B SE β t p B SE β t p

일반적 특성
전공 .401 .153 .127 2.63 .009 .274 .144 .087 .189 .059
주관적 HPV 관련 지식 -.582 .174 -.166 -3.33 .001 -.380 .171 -.108 -2.22 .027
HPV 예방접종 -.485 .168 -.142 -2.88 .004 -.222 .166 -.065 -1.34 .181

자기효능감 .036 .012 .136 2.95 .003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지각된 민감성 .048 .053 .043 0.901 .368
지각된 심각성 .026 .057 .025 0.454 .650
지각된 유익성 .332 .060 .292 5.527 <.001
지각된 장애성 -.097 .031 -.152 -3.156 .002

R2 .080 .208
Adj. R2 .073 .192
F(p) 11.657(<.001) 12.989(<.001)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daard Error

표 4.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n=405)

구분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지각된 민감성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기효능감 감염예방

행위의도
r(p) r(p) r(p) r(p) r(p) r(p) r(p)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1

지각된 민감성 .583
(<.001) 1

지각된 심각성 .690
(<.001)

.295
(<.001) 1

지각된 유익성 .594
(<.001)

.175
(<.001)

.509
(<.001) 1

지각된 장애성 .705
(<.001)

.194
(<.001)

.169
(.001)

.093
(.061) 1

자기효능감 .023
(.641)

-.117
(.018)

.110
(.027)

.135
(.006)

-.034
(.490) 1

감염예방
행위의도

.143
(.004)

.069
(.168)

.229
(<.001)

.364
(<.001)

-.127
(.011)

.190
(<.001) 1

표 3. 대상자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상관관계                            (n=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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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잔차(Residual)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 Watson Test의 경우 d=1.867로 수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주었던 변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
계 모형은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영향을 주었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투입된 변수는 전공
계열, HPV 관련 지식, HPV 예방접종 경험이었다. 1단
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65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8%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특성이 포함된 1단계 모형에 자기효
능감과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하위항목을 추가
로 투입한 2단계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F=12.989,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9.2%로 1
단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표 4].

Ⅳ. 논의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으로 HPV가 알려지면서 
HPV 예방접종이 자궁경부암 예방에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감
염예방행의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HPV 감염
예방행위를 증진시키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본 연구 대상자인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 감염예방
행위의도를 살펴본 결과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은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 건강신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
른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을 파악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을 파악한 선행연구에서 
한 달 용돈에 따른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23].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추후 대상자의 경제상태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건강신념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HPV 관련 지식에 대해 주관적 

HPV 관련 사전 지식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HPV 관련 
사전지식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2.0%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승미와 최정실[23]의 
연구에서 HPV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2% 
보다 높은 수치로 2016년 HPV 백신 관련 정책이 시행
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 효과로 보여지
나 아직 부족하므로 HPV 관련 사전 지식을 높이기 위
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ocial Media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활용한 홍보
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HPV 관련 정보와 
성 경험이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먼저 HPV 관련 
정보의 경우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HPV 관련 지
식과 건강신념을 파악한 장인순[24]의 연구결과 여학생
의 경우 HPV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본 연구 결과와 일치
하였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HPV 관련 감염예방
행위의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김선화와 성미혜[22]의 
연구에서도 HPV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
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을 높이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여겨지며, 특히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올바른 
건강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HPV 예방접종 효과를 포
함한 HPV 예방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체를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HPV 감염이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20
대 미혼 여성의 첫 성 경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25] 여대생의 성 경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 성 경험 여부에 따른 HPV 예방접종 관
련 건강신념을 살펴본 결과 성 경험을 가진 여대생의 
경우 성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HPV 예방접종 관
련 건강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미아[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 경험이 있는 경우 HPV 백신 접종자 
비율이 높았으며, 동일 연구에서 HPV 백신 접종자의 
건강신념이 높게 나타나 여대생의 성 경험의 유무가 건
강신념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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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출이 많은 학생들이 자기효능
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26]와 대학생의 경제적 자
립도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7]와
도 유사한 결과였다. 빈곤과 같은 경제상태의 저하는 
삶의 의욕 상실, 심리적 위축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28], 이는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다[29].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원
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해 낼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30]으
로 경제상태가 저하되었을 경우 의욕상실 및 심리적 위
축 등으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
과는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경제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제상태가 긍정적 정신건
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하였다[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PV 감염예방행위의
도의 차이에서는 자연․보건계열 전공 학생이 인문․사회
계열 학생보다 감염예방행위의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감염예방행위의도를 살펴
본 김선화와 성미혜의 연구에서[22] 보건의료계가 비보
건의료계보다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의도 점수가 높
았던 결과와 유사하며, 자연․보건계열 전공 학생의 경우 
전공 교과목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해 학습하면서 자연
스럽게 감염예방행위의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에 노출
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연․보건계열 전
공 학생의 경우 HPV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으며, 
특히 보건계열 전공 학생은 교과수업을 통해 자궁경부
암을 원인과 증상, 예방 및 치료방법에 대해 학습하게 
되므로 HPV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수준이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본 연
구결과에서도 HPV 관련 지식이 있는 경우 감염예방행
위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자궁
경부암과 HPV에 대한 지식이 HPV 관련 감염예방행위
를 높인다고 밝혀진바 있다[22]. 그러므로 HPV의 감염
예방행위의도를 높이기 위해 자궁경부암과 HPV 관련 

정보와 지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HPV 예방접종 경험이 있
는 경우 감염예방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
행연구[32]에서 HPV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감염예방
행위의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규
은[10]의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위 이론을 근거로 의도
가 행동의 유의한 예측인자가 된다고 하였으며, 그 밖
의 선행연구에서도 의도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33]. 이처럼 HPV 백신 접종
률일 높이기 위해 HPV 백신접종의도를 증가시키는 것
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이규은의 연구에서[10] 언급한 
HPV 백신접종의도를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측면이라 생
각할 때 감염예방행위의도가 HPV 예방접종을 증가시
킬 수 있으므로 HPV 예방접종률 증가를 위해 감염예
방행위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감염예방행위의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여대생의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감염예방행위의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HPV 예
방접종 관련 건강신념은 감염예방행위의도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32]에서 HPV 관련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HPV 감염 
예방행의도 높았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였다.

자기효능감 역시 감염예방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자기효능감이란 자아 질병 대응에 필요한 모
든 행동을 개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16] 질병에 대한 대
처와 이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가 높게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이 감염
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염예방
행위의도에 영향을 주었던 일반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후에도 HPV 예방접종 관련 건강신념과 자기효
능감이 감염예방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는 박안숙의 연구에서[34] 건강신념과 예방접종 가
능성의 Odds ratio를 살펴본 결과 건강신념 유익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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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할 때 예방접종 가능성이 1.567배 상승한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신미아의 연구
에서[5] HPV 예방접종한 군이 HPV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건강신념점수와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감은 감염예방행위의
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자궁경부암은 대표적인 여성 질환으로 세계 여러 나
라에서는 일찍이 HPV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하여 자궁경부암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6년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을 통해 일정 연령 대상자에게 HPV 무료접종을 실시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HPV 백신접종이 국가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의 HPV 백신 접종률이 40.5%인데 비하
여[35] 우리나라 여대생의 백신 접종률은 11.2%로 나
타나[12] 우리나라 HPV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접종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HPV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HPV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먼저 HPV 감염예방행위의도 향상이 선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HPV 예방행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HPV 감염예방행위의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 개인이 질병 예방행위 결정하는
데 있어 주요 영향요인이라 여겨지는 건강신념과 자기
효능감이 HPV 감염예방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여대생의 HPV 관련 감염예방
행위의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건강신념과 자기효능
감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
구이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HPV 관련 지식을 ‘예/아니오’ 형식
으로 조사하여 대상자의 HPV 관련 지식정도를 구체적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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